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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유의사항
M3 UL20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말기는 높은 성능의 데이터 수집과 산업 표준을 만족하는
모바일 통신을 제공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자들은 UL20 시리즈의 특성과 사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의사항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단말기 사용 이전에 이
설명서를 읽어 주세요.



이 설명서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단말기의 기본 설정 값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설명서에 있는 그림과 캡처 사진은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설명서는 단말기가 모든 옵션을 포함하고 있음을 가정합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에 대한
세부정보는 현지 유통업체에 문의하거나 자사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m3mobile.net)



자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 또는 호환성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저작권 및 특허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사는 사용자 환경 또는 단말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발한 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구매 이후에 높은 운영체계 버전이 배포될 수 있습니다. 신규 운영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현지 유통업체에 문의하세요.



이 단말기는 전파 스펙트럼을 방해하지 않고 적어도 한 개의 회원국에서 작동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기술적 또는 편집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 2018 M3 Mobile
이 사용 설명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입니다. M3 Mobil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공중 송신, 배포, 번역하거나 전자 매체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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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권


M3 Mobile, M3 로고는 M3 Mobile의 등록 상표입니다.



M3 UL20는 M3 Mobile의 등록 상표입니다.

표기된 기호 설명
이 사용 설명서를 읽기 이전에 아래 기호들을 잘 읽어 주세요.
경고 –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고 사항

주의 –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알림 – 제품을 사용할 때 알아 두면 좋을 참고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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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칙




운전 중 사용하지 마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제품 사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세요.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할 때 주의하세요.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거나 뾰족한 것으로 구멍을 뚫지 마세요.



배터리에 물을 붓거나 배터리를 물에 담그지 마세요.



배터리 충전 중인 단말기가 금속 물질에 닿지 않게 하세요.

단말기, 배터리, 충전기에 직접적인 열을 가하지 마세요.


열은 단말기를 손상시키거나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단말기가 차량용 거치대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배터리가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천둥번개가 있는 곳에서 단말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천둥번개로 인해 단말기가 손상되거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단말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을 때는 전원을 끄세요.


인체에 유해하거나 파장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 단말기의 전원을 끄세요.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비행기의 전자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단말기의 사용 규칙을 준수하세요.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병원의 의료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단말기의 전원을 끄세요.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규칙을 준수하세요.



주유 중 단말기의 전원을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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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착용시 주의하세요.


청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장시간 시끄러운 소음에의 노출은 피합니다.



보행 중 또는 운전 중의 시끄러운 소음은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
버전 0.1 배포 시기: 2018년 11월


인증용 최초 배포

버전 1.0 배포 시기: 2019년 5월


최초 배포

버전 1.1 배포 시기: 2019년 6월


표 및 내용 수정

버전 1.2 배포 시기: 2019년 8월


표 및 내용 수정

버전 1.3 배포 시기: 2019년 9월


표 및 내용 수정

버전 1.4 배포 시기: 2020년 7월


내용 추가

버전 1.5 배포 시기: 2021년 2월


스펙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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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1.1

구성품

1.1.1 단말기와 액세서리
M3 UL20 기본 구성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M3 UL20>

<아답터>

<배터리>

<퀵 매뉴얼>

<USB 케이블>

<충전 크래들>

만약 구성품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되었다면, 구입처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에는 한 대의
단말기만 제공됩니다.)

※ 주의
데이터 동기화를 위하여, 구매 옵션에 따라 크래들 또는 스냅온이 제공됩니다.

단말기를 원 제조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조할 경우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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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터리

1.2.1 사용 방법
배터리 삽입하기


방향을 맞추어 아래쪽부터 배터리를 삽입하세요.



배터리 삽입 후, 배터리가 단말기에 고정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밀어주세요.

M3 UL20 는 3.6 V

6,700mAh 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폐기할 때는 올바른 처분 절차를 따라 주세요.



배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배터리 분리하기


배터리 잠금 슬라이드 버튼을 위로 밀어 잠금을 해제합니다.



배터리의 하단 부분을 잡고 아래 쪽부터 배터리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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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배터리가 구부러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 작동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 사용 중인 데이터를 저장하세요.

M3 UL20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다면 10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시간은 사용자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1.2.2 배터리 충전하기
배터리 경고 메시지가 뜨면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충전하지 않고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면 전원이
꺼집니다.

배터리 충전하기


휴대용 어댑터를 이용하여 크래들에 어댑터를 연결하여 외부 전원을 공급해 주세요.



그림과 같이 추가적으로 구매한 크래들에 단말기를 장착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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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어댑터는 100–240 V, 12V

3A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범위 밖의 전압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LED 색상

설명

빨간색

충전 중

초록색

충전 완료

배터리를 -20oC (-4oF) – 60oC (140oF) 온도 이외의 온도에서 사용할 경우, 단말기의
오작동 및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이 방전된 배터리의 경우 충전 완료까지 약 4~5 시간이 소요됩니다.



M3 Mobile은 2년 사용 후 배터리 교체를 권장합니다.



충전과 사용을 반복할 경우, 배터리의 용량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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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배터리 정보는 화면 아래쪽의 화살표 모양을 위쪽으로 드래그 

설정 클릭  배터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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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원 켜고 끄기
1.3.1 전원 켜기
단말기가 진동할 때까지 전원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단말기가 켜지고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단말기의 전원을 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단말기를 다시 켜기 이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1.3.2 전원 끄기
전원 버튼을 일 초 정도 누르면 아래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종료를 선택해 전원을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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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가 작동을 오랜 시간 멈추면 전원 버튼을 8초 정도 눌러 전원을 강제
종료하세요.

1.3.3 절전 모드
단말기가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으면,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절전 모드로 수동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주세요.
기본값에 의해 단말기가 1 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화살표 모양을 위쪽으로 드래그 

설정 클릭  디스플레이  절전 모드를

선택해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16

1.4 메모리 카드
1.4.1 외장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
Micro-SD 카드는 M3 UL20의 외장 메모리로 사용됩니다. 배터리를 분리한 후 Micro-SD 카드 슬롯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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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D 카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뒷면의 배터리 덮개를 분리한 다음 배터리를 꺼내세요.

M3 UL20에 사용되는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 8.1 (Oreo, 오레오)는 외장 메모리
128GB까지 지원합니다.

1.4.2 데이터 체크하기
Micro-SD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려면 화면 아래쪽의 화살표 모양을 위쪽으로 드래그 

파일

관리자  Storage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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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IM 카드
1.5.1 SIM 카드 삽입하기
SIM 카드는 음성통화, 무선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송 등을 지원하며, SIM 카드는 현지 네트워크의
공급자에게 검증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SIM 카드 삽입을 위해 단말기 뒷면의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고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SIM 카드의 앞 또는
뒤가 듀얼 슬롯에 연결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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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용법에 관해서는 전화 설명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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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사용

2.1 특징
각 부분의 명칭

2.2 키(Key)
2.2.1 버튼
버튼
스캐너

설명
스캐너 프로그램 실행 중에 스캐너를 작동합니다.
21

2.3

볼륨 높이기

볼륨을 높입니다.

볼륨 낮추기

볼륨을 낮춥니다.

뒤로 가기

이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홈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기능

셋팅된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전원

화면을 On/Off 하거나 전원을 On/Off 합니다.

홈 화면

단말기가 켜지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은 네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림 표시 줄 

 상태 표시 줄

 홈 화면

 도크(Dock)표시줄

2.3.1 상태 표시 줄
상태 표시 줄은 단말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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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아이콘 이름

설명

배터리

배터리 충전 상태 또는 배터리 잔량

통화

통화의 세기 또는 신호 없음

소리/진동

단말기의 소리 또는 진동 상태

와이파이

와이파이 연결됨/끊어짐

블루투스

블루투스 연결됨/끊어짐

GPS

위치 데이터 추적 상태

알람

알람 활성화 상태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활성화

SIM 카드 없음

SIM 카드 연결 안 됨

3G 네트워크

3G 네트워크 연결 상태

2.3.2 알림 표시 줄
알림 표시 줄은 단말기의 알림을 나타냅니다.
아이콘

아이콘 이름

설명

더보기

알림이 더 있음

동기화

데이터가 동기화 중임

일정

일정을 나타냄

와이파이

개방형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사용 가능함

음악

음악이 재생 중임

동기화

데이터 동기화 중 오류가 발생함

업로드

데이터를 업로드 중임

다운로드

데이터를 다운로드 중임

SD 카드 용량 다 참

SD 카드의 용량이 가득 참

USB

단말기가 USB에 연결됨

디버깅

USB디버깅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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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수신

수신된 메시지가 있음

부재중 전화

부재중 전화가 있음

와이파이 핫스팟

핫스팟이 활성화됨

USB 테더링

USB 테더링이 활성화됨

블루투스 테더링

블루투스 테더링이 활성화됨

가상 사설망(VPN)

가상 사설망(VPN)에 연결됨

2.3.3 홈 화면
홈 화면에는 주요 프로그램들의 단축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아이콘 이름

설명

설정

단말기를 설정함

이메일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음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를 가동함

캘린더

일정을 설정, 변경함

카메라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함

갤러리

저장된 사진을 보여줌

음악

저장된 음악을 실행함

비디오

저장된 비디오를 실행함

2.3.4 도크(Dock) 표시 줄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구동하기 위해 화면 아래쪽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크
표시 줄에는 네 개까지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삭제도 가능합니다.

아이콘

아이콘 이름

설명

전화

전화를 수발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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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

주소록을 관리함

메시지

메시지를 수발신함

인터넷

인터넷에 접속함

2.4 데이터 입력
2.4.1 가상 키보드
데이터 입력 화면이 나오면 가상 키보드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2.5 단말기 리셋
2.5.1 소프트 리셋 (1)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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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소프트 리셋 (2)
전원 버튼을 30 초 이상 누르세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고, 사용 중인 데이터 또는 파일은
삭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장된 데이터 또는 파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5.3 공장 초기화
만약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가 소프트 리셋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세요.
공장 초기화를 위해서는
화면 아래쪽의 화살표 모양을 위쪽으로 드래그 

설정 클릭  백업 및 초기화  공장 초기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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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SD 카드를 삭제했는지 확인하세요.  단말기를 초기화하세요.  모든 자료들이
삭제됩니다.



옵션에 따라 내부 SD 카드 또는 Micro-SD 카드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모든 설정이 초기값으로 변경됩니다.

공장 초기화 보호 (FRP)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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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는 화면 잠금, 데이터 암호화를 포함해 고객의 단말기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보호 또는 공장 초기화 보호 (FRP)는 안드로이드 롤리팝 5.1 이상에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FRP는 단말기에 구글 계정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FRP가 활성화되면 공장 초기화 이후,
예전에 설정해 두었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까지 단말기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FRP의 작동 방법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면 모든 설정이 공장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파일과 다운로드한 앱들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만약 단말기에 구글 계정을 설정했다면 FRP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초기화 이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단말기에 설정된 여러 개의 구글 계정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되지 않은 누군가가 다른 방법으로 단말기를 초기화하려고 한다면, 단말기는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단말기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렸더라도 누군가 단말기를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FRP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
단말기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하고 싶다면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아 두세요.
초기화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장 초기화를 하고 싶지만 구글 계정을 잊어버린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계정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

이름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세요.

또는

www.google.com 에서도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계정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와 동기화하려면 24시간이
걸립니다.

•

단말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계정을 삭제하세요.
이미 단말기를 초기화했지만 구글 계정이 생각나지 않을 때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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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구글

계정을

갖고

있지만,

단말기에

설정한

계정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https://www.google.com/android/devicemanager 을 방문하세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계정에 연결된 단말기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목록에서 해당하는 단말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단말기는 다른 구글 계정에 연결된 것입니다. 고객의 구글 계정을 찾기 위해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등록된 계정을 찾으면, 그것으로 단말기에 로그인하세요.

만약 어떤 구글 계정 정보도 생각나지 않으면 M3 Mobile의 공인된 공급자에게 구매 증빙과 함께
단말기를 보내세요. M3 Mobile는 보호 장치 없이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2.6 PC와 연결하기
2.6.1 연결 방법
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진행하세요.
1. 스냅온 또는 이더넷 크래들을 이용해서 단말기를 PC에 연결하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기기 충전하기 – 충전만 가능하며 데이터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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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전송 – 파일을 다른 기기로 전송합니다.



사진 전송 (PTP) – 사진을 전송합니다.



기기를 MIDI로 사용 – 악기 앱용 MIDI 입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가 단말기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3. 드라이버가 완전히 설치되면 파일이 익스플로러를 통해 전달됩니다.

단말기가 PC에 연결되지 않으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단말기와 PC 사이에 USB케이블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말기의 LCD 화면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 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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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앱 화면 사용하기

3.1

전화기 기능

M3 UL20 는 2G (GSM, CDMA), 3G (UMTS, HSPA+), 4G (LTE)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3.1.1 기본
아이콘을 눌러 전화 메뉴를 사용하세요.

-

아이콘을 눌러 통화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콘을 눌러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 새 연락처 추가하기를 눌러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전화기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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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와이파이

3.2.1 와이파이 기능 설정하기
와이파이 기능 활성화하기
화면 아래쪽의 화살표 모양을 위쪽으로 드래그 

설정 클릭  Wi-Fi  사용/사용 안함 을

선택해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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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AP에 연결하기 위해 다음 과정을 진행하세요.
i.

아이콘의 “Wi-Fi”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목록 중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AP를 선택하세요. 필요하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3.3 스캐너
M3 UL20 은 선택사항으로 1D 또는 2D 스캐너를 제공합니다. 선택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현지
유통업자에 문의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http://www.m3mobile.net).

3.3.1 스캐너 사용방법
M3 Mobile 은 스캐너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아이콘은 바코드 데이터를 보내주는 키보드 웨지 프로그램입니다.
ScanEmul 프로그램은 1D, 2D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D스캐너의 경우 카메라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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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스캐너 사용하기
단말기를 원하는 바코드 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스캔 버튼을 누르세요.

스캐너의 레이저 빔은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코드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1D 스캐너>

<2D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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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저 빔을 직접 바라 보지 마십시오.
(CLASS 2 LASER PRODUCT 1.0 mW, MAX OUTPUT: 650 nm)
2. 단말기를 본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4 블루투스
3.4.1 블루투스 기능 설정하기
M3 UL20에 등록된 블루투스는 다른 기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활성화하기
설정 아이콘의 블루투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블루투스 사용/사용 안 함 클릭하여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블루투스가 켜지면 블루투스 아이콘(

) 이 상단 상태표시줄에

나타납니다.

3.4.2 블루투스 연결하기
블루투스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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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를 연결하려면

설정  블루투스를 클릭하세요.

M3 UL20 를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하여 무선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클릭  블루투스  사용을 선택해 연결할 기기를 검색하세요.

‘페어링 요청’ 창이 뜰 경우 접속을 원하시는 블루투스 기기에 입력된 PIN 코드와 같은 값을
입력한 후 접속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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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신체와의 거리에 대한 고객 안내
이 단말기는 사용자와 단말기 간의 거리가 0.5 cm 떨어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용법으로 시험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자의 신체와 전화기의 안테나를 포함한 단말기는 안테나의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0.5 cm 이상 떨어져 있어야야 합니다.
타사 벨트 클립, 케이스 및 유사 액세서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 사용 시 단말기 뒷면으로부터 0.5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3.5 NFC
3.5.1 NFC 기능 설정하기
NFC 기능 활성화하기
-

비접촉식 : NFC 배터리 커버가 필요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설정에서 NFC를 설정해야 합니다.

-

접촉식 : NFC 기능 사용 이전에 단말기에 NFC 유심 카드를 삽입하세요.

화면 아래쪽의 화살표 모양을 위쪽으로 드래그 

설정 클릭  더보기  NFC 를 선택해 NFC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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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NFC 기능 연결하기
NFC 단말기와 연결하기
1.

웹 페이지 또는 비디오, 사진 또는 연락처의 화면을 여세요.

2.

NFC 단말기의 뒷면을 M3 UL20 쪽으로 놓으세요.

3.

화면을 클릭하면 데이터 전송이 시작됩니다.

데이터 공유 시 유의사항
데이터를 공유할 때 단말기간의 거리는 5 cm 이내여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 시 유의사항
단말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거리가 가까울 필요는 없으나, 10 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NFC 칩/태그 카드에 연결하기
1.

M3 UL20 를 아래와 같이 잡고, 배터리 커버의 안테나 부분을 손으로 덮지 마세요.

2.

M3 UL20 를 NFC 칩 또는 태그 카드 근처에 놓고 데이터 전송을 기다리세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앱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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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기기에 연결하기
1.

M3 UL20 를 아래와 같이 잡고, 배터리 커버의 안테나 부분을 손으로 덮지 마세요.

2.

M3 UL20 를 기기 근처에 두세요.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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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급 사용
4.1 운영체계(OS) 업데이트
M3 Mobile 은 제품의 질과 성능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운영체계(OS)를 배포합니다.
단말기의 운영체계 버전 정보를 확인하려면,
화면 아래쪽의 화살표 모양을 위쪽으로 드래그 

설정 클릭  휴대전화 정보를 누른 후

Android 버전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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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최신 운영체계는 M3 Mobile의 온라인 지원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M3 UL20의 운영 체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i.

Micro-SD 카드를 사용하는 법.

ii.

스냅온 또는 이더넷 크래들을 사용해 단말기를 연결하는 법.

운영체계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3 FAQ 의 “OS” 항목을 참고하세요. (FAQ download).

4.2 키 설정 변환
M3 UL20는 사용자 편의에 맞게 버튼 설정을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키 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UL20 KEYTOOL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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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버튼을 제외한 단말기의 물리 버튼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3 배터리 핫 스왑
때때로 고객들은 단말기를 재부팅하지 않고 배터리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1) 재부팅하면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2) 재부팅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핫 스왑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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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급속 충전
UL20 배터리는 급속 충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일반 배터리 충전 시간에 비해 30분 빠른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각 배터리 셀에 과전류 보호 소자를 사용하여 충전 시간은 향상시키고 과전류로 인한 배터리 폭발의 위
험은 줄였습니다.

충전 시 유의사항
충전 시에는 반드시 12V/3A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UL20 시리즈와 호환되는 액세서리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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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ouch Sensitivity
Touch Sensitivity 기능은 사용자가 장갑을 낀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만질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으로
Normal 과 Glove.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Normal 모드는 손가락과 스타일러스 펜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이며, Glove 모드는 터치
감도를 높여 장갑을 낀 상태에서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 모두 screen protector 와는 무
관하게 지원됩니다.
Touch Sensitivity 기능은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화살표 모양을 위쪽으로 드래그 

설정 클릭  접근성 클릭  Touch Sensitivity

클릭  모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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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Heat the Wire
저온 환경에 특화된 UL20F는 "Heat the Wire"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이 앱은 두 개의 상태를 지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캐너 윈도우 창을 예열하는 Scan-Window heater이며, 두 번째는 LCD Back
Heater 로 화면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저온에서의 화면 전환 시에 보이는 잔상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빨간색 버튼으로 변경이 된 것이 “ON” 상태입니다.)
Scan-Window heater
ON
- 아래 조건 2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Scan-Window heater 열선이 켜집니다.
1) scan-window, Cam-window의 온도가 둘 다 영하일 때
2) scan-window의 온도가 상승할 때
OFF
- 아래 조건 1가지만 성립해도 열선이 꺼집니다.
1) Scan -window 온도가 34도 이상
2) 열선 작동 후 2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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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Back Heater
- 아래 조건 2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LCD Back Heater 열선이 작동됩니다.
1) 영하 20도 아래일 때
2) 배터리 30% 이상일 때
위 조건이 모두 성립되면,
LCD Back Heater가 10초 ON, 60초 OFF 로 작동됩니다.

*주의 :

Scan-Window heater 와 LCD Back Heater 는 동시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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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5.1 UL20X / UL20F / UL20W 사양
물리적 특성

낙하 시험

2.0 M / 6.5 ft.
IP67

크기

88.7mm x 244.75mm x 46.19mm

IP 등급

(W x L x H)
mm/inch

3.49 x 9.63 x 1.82 inch

무선 통신 사양

무게

530g / 18.7 oz (2D Scanner),
580 g / 20.5 oz (Long range Scanner)

화면

5.0" FHD IPS, 1920 x 1080 pixels

배터리

Li-ion, 3.6 V

6,700 mAh

GSM: B3, B5, B8
최대 E.I.R.Power : 32.3/29.2dBm
WWAN
(UL20X만 해당)

WCDMA : B1, B5, B8
최대 E.I.R.Power : 22.14/22.24dBm
LTE : FDD B1, B3, B5, B7, B8, B20
최대 E.I.R.Power :
22.24/23.29/22.19/23.62/23.12dBm

성능 관련 사항

멀티 프로세서

운영 체계

CPU
2.2 GHz Octa-core processor
(UL20X, UL20F)
2.0 GHz Octa-core processor
(UL20W)
Android 8.1 & Android 9 Pie GMS
& Android 10 GMS

IEEE 802.11
a/b/g/n/ac/d/e/h/i/k/r/w
무선 랜

2.4 GHz 최대 E.I.R.Power : 17.66dBm
5 GHz 최대 E.I.R.Power : 10.86dBm

보안

RAM
4 GB (UL20X, UL20F) / 2 GB(UL20W)
메모리

ROM
64 GB (UL20X, UL20F) / 16 GB(UL20W)
Card Slot
Micro SD (최대 128 GB)

인터페이스

스냅온, 크래들로 USB C type 연결

※ 실내 사용 5150-5350MHz 밴드에서 가능

블루투스

NFC
GPS
(UL20X,

WEP, WPA, WPA2, TKIP, AES, EAPFAST, EAP-TLS, EAP-TTLS, PEAP-GTC,
PEAP- TLS, PEAP-MSCHAPv2, LEAP,
CCXv4
Bluetooth Class II 4.1 LE
최대 E.I.R.Power : 8.837dBm
ISO 1443 A/B, ISO 15693, Mifare, P2P
Max Power: -13.75dBuA/m

A-GPS, GLONASS, Beidou, Galileo

UL20F 만 해당)
사용자 환경
사용 온도

온도

-20 ~ 60℃(UL20X, UL20W)
-30 ~ 60℃(UL20F)
보관 온도
-30 ~ 80 ℃(UL20X, UL20W)
-40 ~ 80℃(UL20F)

일반 옵션
스캐너

1D / 2D / Long range

카메라

뒤: 16 M pixels auto-focus (AF)

키패드

1) 35 키 2) 28 키 3) 53 키

0% ~95% 비응결 (UL20X, UL20W)
습도

응축-내부 히터를 사용해 결로 없음
(UL20F)

텀블 테스트

1M/2000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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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비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M3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지
원 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itc.m3mobile.net), 고객님의 문의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M3 FAQ 문서는 일반적인 문제해결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문의하여 주십
시오.

5.4.1 연락처
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4, 남전빌딩 4 층
Tel: +82 2 574 0037

Fax: +82 2 556 0155

www.m3mobile.net ,

sales@m3mobile.co.kr ,

sales_eu@m3mobile.co.kr

서비스 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춘의테크노파크 201 동 610 호
Tel: +82 32 623 0037

Fax: +82 70 4015 6323

웹사이트
http://itc.m3mobile.net

이메일
정보기술팀 : it@m3mobile.co.kr,
고객지원팀 : cs@m3mobi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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